Good foods come from
good ingredients.

About us
We are a specialist overseas marketing agent for premium products of Indonesia.

Our operational areas are in Indonesia and Australia. We connect buyers from outside
Indonesia and act as marketing agents for some factories in Indonesia. Our marketing range
area is including Australia-New Zealand (The Pacific), Britain, Canada, The USA,
European Union countries,
South Korea, Japan and South East Asia Countries.
Good foods come from good ingredients.
We always believed in serving the best business practice possible.
It is our goal for all products to be traded under the highest standard of quality,
using ethical sourcing practices. “A great business is a matter of service,
creating a mutual satisfaction for both suppliers and customers”.

우리에 대해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해외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우리의 운영 지역은 인도네시아와 호주에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구매자를 연결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일부 공장의 마케팅 에이전트 역할을합니다. 우리의 마케팅 범위
호주-뉴질랜드 (태평양), 영국, 캐나다, 미국, 유럽 연합 국가,
한국, 일본 및 동남아시아 국가.
좋은 음식은 좋은 재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최상의 비즈니스 관행을 제공한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제품이 최고 수준의 품질로 거래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윤리적 소싱 관행을 사용합니다. “훌륭한 사업은 봉사의 문제입니다.
공급 업체와 고객 모두에게 상호 만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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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roducts:

We provide a wide range of selection Indonesia and International Products, a genuine,

authentic and native to Indonesia, such as:
-Roasted Coffee Beans, Coffee Drips; Gayo Sumatera, Toraja, Flores, Bali.
-Freeze Dried Fruits: Jackfruits, DURIAN, Mangoes, Apple.
-Coconut Chips (Sweet and Chocolate Variant).
-Moringa Oliefera Powder.
-Edible Concentrated Bird Nest
-Cinnamon Stick/Powder
-Wooden Tableware

우리의 제품
우리는 다양한 인도네시아 및 국제 제품을 제공합니다.
정통하고 인도네시아에 고유 한
볶은 커피 콩, 커피 드립; 가요 수마트라, 토라 자, 플로레스, 발리.
냉동 과일 : Jackfruits, DURIAN, Mangoes, Apple.
-코코넛 칩 (달콤한 초콜릿 변형).
-모 링가 올리 페라 파우더.
-식용 농축 새 둥지
-계피 스틱 / 파우더
-나무 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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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he services you need, all in one place.

We offer a wide range of services to meet every type of need.
EXPORT
Our products are export ready to go to countries around the world.
If you are interested in finding out more about export opportunities in your region,
please contact us and speak directly to our exports team to help with your first order.
PRIVATE LABEL
Perhaps you have your own brand and would like to extend your product range.
Contact us to discuss your needs and see how we can bring your ideas to life.
Interested in our products and services? We’re here to help!
We want to know your needs exactly so that we can provide the perfect solution.
Let us know what you want and we’ll do our best to help.
OUR ADDRESS (INDONESIA):
PT Denison Global Indonesia
Jalan Raya Rungkut Mejoyo, Surabaya 60298 Indonesia
Email address: denisonglobalindonesia@gmail.com
OUR ADDRESS (AUSTRALIA):
Wellington Food Inc.
Maffra-Rosedale Rd, Denison, VIC, Australia
Email address: thewellingtonfood@gmail.com
Fax: +61 3 8648 6898
ABN 3757 4623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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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모든 유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출
우리의 제품은 전세계 국가에 갈 준비 수출.
해당 지역의 수출 기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첫 주문에 도움이되도록 저희에게 연락하여 수출 팀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개인 레이블
아마도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제품 범위를 확장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요구를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있는 방법을 알아 보려면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도와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 할 수 있도록 귀하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을 알려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소 (인도네시아) :
PT Denison Global 인도네시아
Jalan Raya Rungkut Mejoyo, 수 라바 야 인도네시아
이메일 주소 : denisonglobalindonesia@gmail.com
우리 주소 (호주) :
웰링턴 식품
Maffra-Rosedale Rd, Denison, VIC, 오스트레일리아
이메일 주소 : thewellingtonfood@gmail.com
팩스 : +61 3 8648 6898
ABN 3757 4623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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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ze Dried Fruit
[ 냉동 건조 과일 ]

Description
Freeze dried fruit, it has two variants, Jack fruit and Durian, each

weight is 30 grams, HS Code 081350. We can produce other fruits,
according to the enquiry or custom order.
Freeze drying of fresh fruits, adds enormous value in terms of long
shelf life, light weight and preserved nutrition. It uses the latest technology freeze dryers built in Java, Indonesia. Our process is 100% natural. No additives, without preservatives or chemicals.
Our facility has been certified for: Badan POM (Indonesia safety regulation for food and drugs), ISO 22000 include HACCP, and 100%
HALAL.

기술
말린 과일 냉동, 그것은 잭 과일과 두리안의 두 가지 변형이 있으며, 각 무게는 30g, HS
코드 081350입니다. 우리는 문의 또는 사용자 정의 순서에 따라 다른 과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의 동결 건조는 긴 저장 수명, 가벼운 무게 및 보존 된 영양면에서 막대한
가치를 더합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에 내장 된 최신 기술 동결 건조기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과정은 100 % 자연적입니다. 방부제 또는 화학 물질이없는 첨가제는 없습니다.
우리 시설은 다음과 같은 인증을 받았습니다 : Badan POM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안전 규정), ISO 22000에는 HACCP 및 100 % HALAL이 포함됩니다.
우리 시설은 다음과 같은 인증을 받았습니다 : Badan POM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안전 규정), ISO 22000에는 HACCP 및 100 % HALAL이 포함됩니다.
사용합니다. 우리의 과정은 100 % 자연적입니다. 방부제 또는 화학 물질이없는 첨가제는
없습니다.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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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nut Chips
[ 냉동 건조 과일 ]

Description
Coconut Chip, it has two variants, Sweet and Chocolate,

each weight is 80 grams, HS Code 080111. Our process is 100% natural.
No additives, without preservatives or chemicals.
Our facility has been certified for:
Badan POM (Indonesia safety regulation for food and drugs),
ISO 22000 include HACCP, and 100% HALAL.

기술
코코넛 칩에는 스위트와 초콜릿의 두 가지 변형이 있으며 각 무게는 80g,
HS 코드 080111입니다. 우리의 프로세스는 100 % 자연적입니다.
방부제 또는 화학 물질이없는 첨가제는 없습니다.
우리 시설은 다음과 같은 인증을 받았습니다 :
Badan POM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안전 규정),
ISO 22000에는 HACCP 및 100 % HALAL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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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Drip with
Filter Bag
[ 여과 백을 가진 커피 드립 ]

Description
C

offee Drip with Filter Bag @10grams, one box contains 5 sachets. Another variant is Roasted Coffee Beans 250grams.
HS Code 0901. The product has been exported to Japan, and South America. Our coffee range selected is:
• Arabica single origin Gayo Aceh-Sumatera.
• Arabica single origin Flores.
• Arabica single origin Toraja.
• Arabica single origin Bali.
• Arabica single origin Mandailing-Sumatera.
• Arabica Signature Selected.
Indonesia's Gayo Arabica Coffee Awarded Protected Status by EU, 24 May 2017.
For the first time a product from Indonesia obtained the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 (PGI)
status from the European Union (EU).
The product is "Kopi Arabica Gayo", a coffee made from the high-quality arabica beans and
is cultivated in the Gayo highlands of Indonesia's province of Aceh on the northern tip of Sumatra.
This special status means the product will benefit from the same protection and
market added-value compared to EU protected products.
For Coffee Drip with Filter Bag:
• It is one of the biggest issues for travelling coffee lovers: the risk of lacking good coffee on journey.
We have solution of great coffee drip in a filter bag.
• Take them everywhere with you, and share the happiness with the people you care by giving them as a small gift.
Tear along the dotted line to open our Coffee Drip Bag.
• Pull the hangers on the side apart to spread the bag open, and push in the top part.
• Pull the hangers and place them onto the cup.
Pour about 50-60 millilitres of the heated water to the coffee grounds in a slow circular pattern. The coffee
should bloom up and appear active.
Wait about 30 seconds before continuing, the full brewing time should be approximately 3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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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필터 백 @ 10grams의 커피 드립, 한 상자에는 5 개의 향 주머니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변형은 볶은 커피 콩 250 그램입니다.
HS 코드 0901. 제품이 일본 및 남미로 수출되었습니다. 선택한 커피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라비카 단일 기원 Gayo Aceh-Sumatera.
• 아라비카 단일 기원 플로레스.
• 아라비카 단일 기원 토라 자.
• 아라비카 단일 원산지 발리.
• 아라비카 단일 기원 Mandailing-Sumatera.
• 아라비카 서명이 선택되었습니다.
2017 년 5 월 24 일, EU의 인도네시아 가야 아라비카 커피 상 수상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의 제품이 유럽 연합 (EU)으로부터 PGI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 상태를 얻었습니다.
이 제품은 고품질 아라비카 콩으로 만든 커피 인 "Kopi Arabica Gayo"이며,
수마트라 북부의 인도네시아 아체 지방의 Gayo 고원에서 재배됩니다.
이 특별한 상태는 제품이 EU 보호 제품과 동일한 보호 및 시장 부가가치로부터 혜택을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과 백을 가진 커피 드립을 위해 :
• 커피 애호가에게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여행 중에 좋은 커피가 부족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필터 백에 훌륭한 커피 물방울 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들과 함께 사방에 데려가 작은 선물로 주어서 관심있는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십시오.
점선을 따라 찢어서 Coffee Drip Bag을 엽니 다.
• 행거를 옆으로 당겨 가방을 벌리고 상단 부분을 누릅니다.
• 행거를 당겨 컵에 놓습니다. 천천히 원형 패턴으로 커피 찌꺼기에 약 50-60 밀리리터의 물을 붓습니다. 커피
꽃이 피고 활성 상태로 나타납니다. 계속하기 전에 약 30 초 정도 기다립니다. 전체 추출 시간은 약 3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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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ble Concentrated
Bird Nest
[ 여과 백을 가진 커피 드립 ]

Description
Edible Concentrated Bird Nest, HS Code 0410.00.2000, @70grams.

It has two variants, 20% concentrated and 99% concentrated of Edible Concentrated Bird Nest.
Our facility has been certified for:
Badan POM (Indonesia safety regulation for food and drugs),
ISO 22000 include HACCP, NK Japanese Fully Automation and 100% HALAL.
The product has been exported to Malaysia.

기술
식용 농축 조류 둥지, HS 코드 0410.00.2000, @ 70 그램.
20 % 농축 및 99 % 농축 식용 농축 새 둥지의 두 가지 변종이 있습니다.
우리 시설은 다음과 같은 인증을 받았습니다 :
Badan POM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안전 규정), ISO 22000에는 HACCP,
NK 일본 완전 자동화 및 100 % HALAL이 포함됩니다.
제품이 말레이시아로 수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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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inga Leaf
Powder
[ 여과 백을 가진 커피 드립 ]

Description
Moringa Leaf Powder, in the form of loose powder or capsules.
HS Code 1211.9029, the mesh is 500 for 90%, green colour,
it is Organic 100% CERES Germany Certifies, USDA Organic.
The product has been exported to Germany.

기술
느슨한 분말 또는 캡슐 형태의 Moringa Leaf Powder.
HS 코드 1211.9029, 메시는 500 %, 녹색은 500,
유기농 100 % CERES 독일 인증, USDA 유기농.
제품이 독일로 수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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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namon Stick &
Powder
[

계피 스틱 및 파우더

]

Description
Cinnamon Stick (HS Code 090611) and

Cinnamon Powder (HS Code 090620).
It is produced in a facility that produced nuts.
The product has been consumed as B2B to
provide some local industry.

기술
시나몬 스틱 (HS Code 090611)
및 시나몬 파우더 (HS Code 090620).
견과류를 생산하는 시설에서 생산됩니다.
이 제품은 일부 지역 산업을 제공하기 위해
B2B로 소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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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en Tableware
[ 나무 식기 ]

Description
Wooden Tableware, HS Code 4419.

The product has been exported to Japan
since several years ago.

기술
나무 식기, HS 코드 4419.
제품은 몇 년 전부터 일본으로 수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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